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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       약
 과거에는 보안디바이스의 안 성을 탑재된 암호알고리즘의 안 성에 의존하 다. 하지만 부채  분석

을 통해 암호알고리즘의 안 성과는 별개로 부채  정보에 의한 보안디바이스의 물리  취약성이 존

재함이 밝 졌다. 이러한 보안디바이스의 물리  취약성을 보완하기 해서는 최소 2차 상 력분석

에 한 응법이 간구되어야 한다. 최근 2차 상 력분석에 한 실용 인 응법으로 1차 마스킹과 

셔 링을 혼합한 방법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. 하지만 1차 마스킹과 셔 링이 혼합된 부채  응법을 

1차 상 력분석으로 분석하 을 경우, 특이한 피크가 발생한다. 본 논문에서는 마스킹과 셔 링이 

혼합된 부채  응법을 1차 상 력분석으로 분석하 을 때, 특이한 피트가 발생함을 실험 으로 확

인하 고, 그 피크 발생 원인을 소개한다. 뿐만 아니라, 피크 발생 정보를 추가 인 부채  분석 정보

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.

1. 서론

스마트디바이스의 발달과 함께 융, 통신을 비롯한 

다양한 분야에서 IC카드, USIM과 같은 보안디바이스가 

활용되고 있다.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보안디바이스는 탑

재된 암호알고리즘을 통해 정보를 안 하게 보호한다. 따

라서 과거에는 보안디바이스의 안 성이 탑재된 암호알고

리즘의 안 성에의해 보장되었다. 하지만 최근 암호알고리

즘의 안 성과는 무 하게 보안디바이스에서 발생하는 물

리  정보에 의해 취약성이 존재함이 드러났다. 이러한 취

약성을 보완하기 해서는 최소 2차 상 력분석에 한 

응법이 마련되어야 한다. 2차 이상의 상 력분석[1]에 

한 응법으로 발표된 다양한 마스킹 기법([2], [3], [4])

은 높은 연산비용으로 인해 비실용성문제를 안고 있다. 최

근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, 실용 인 응방안으로 

1차 마스킹과 셔 링 기법을 혼합한[5] 방법이 일반 으로 

사용되고 있다. 이 응법은 1차 상 력분석(Correlation 

Power Analysis, CPA)[6]에 안 한 알고리즘 구 이 가능

하도록 한다.

실용 인 응법을 1차 CPA로 분석하 을 경우 특정

치에서 특이한 피크가 발생한다. 이 피크는 옳은 키에 

한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지만 부채  분석에 한 새로

운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.

본 논문에서는 1차 마스킹과 셔 링이 함께 용된 알

고리즘을 1차 CPA로 분석하 을 경우 특정 치에서 나

타나는 피크의 발생을 실험 으로 보인다. 한 평문과 

Sbox 출력의 상 계 규명을 통한 1)오류 키

(Ghost-Key)의 특성 악으로 피크의 발생 원인을 규명

한다. 뿐만 아니라, 피크 발생 정보를 추가 인 부채  분

석 정보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해 소개한다.

2. 사 연구

2.1. 부채  분석

부채  분석(Side-Channel Analysis, SCA)은 1996년 

Paul Kocher[7]가 최 로 제안하 으며, 암호알고리즘을 

탑재한 보안디바이스의 암호알고리즘 구동으로 발생하는 

부가 인 정보에 의존하여 키를 분석하는 기법이다. 분석

에 사용되는 부채  정보로는 력, 자 , 소리, 빛, 

이  등이 있다. 이  소비 력을 부채  정보로 활용하

는 력분석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

력분석 공격만을 다룬다. 

1) 암호알고리즘에 사용되지 않은 키가 부채  분석에 특이 을 

나타내는 경우 오류 키(Ghost-Key)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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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2. 력 분석 공격

력 분석 공격은 하드웨어에서 ‘0’, ‘1’을 처리하는데 

따르는 력 소모가 다르다는 을 이용하며, 일반 으로 

헤 웨이트 모델(Hamming Weight Model), 헤 디스턴스 

모델(Hamming Distance Model)[8]을 소비 력 모델로 사

용한다. 분석에 사용되는 암호알고리즘의 소비 력 형 수

에 따라 력분석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. 

첫 째, 은 수의 소비 력 형을 찰하여 키 값을 

유도하는 단순 력분석(Simple Power Analysis, SPA)

둘 째, 동일한 키를 사용하는 다수의 소비 력 형 

사이의 상 계를 통계 으로 분석하여 키 값을 유도하

는 차분 력분석(Differential Power Analysis, DPA)

특히, DPA에서 통계  분석에 상 계수를 사용하는 

분석을 상 력분석(Correlation Power Analysis, CPA)

이라 하며, 다른 통계  분석을 용하는 분석방법에 비해 

CPA의 분석 성능이 월등히 좋은 것으로 나타난다. 따라

서 본 논문에서는 CPA를 DPA로 사용한다. 분석에 사용

되는 치의 수에 따라 CPA의 차수가 정해진다. 개의 

치를 공격에 사용하는 경우 차 CPA[1]라 하며, 부채  

분석 응법에 따라 공격에 사용되는 CPA의 차수가 정해

진다. 특히, 2차 이상의 차수를 갖는 CPA를 고차상 력

분석(High-Order Correlation Power Analysis, HOCPA)

이라 한다.

2.3. 부채  분석 응법

부채  분석 공격에 한 응방법으로 마스킹 기법

([2], [3], [4])과 셔 링 기법[5]이 제안되었다. 마스킹 기

법은 간 값 정보를 임의의 값으로 감추는 것이며, 간단

하게 램덤한 값과 감추고자 하는 정보를 exclusive or 연

산함으로써 구 이 가능하다. 마스킹 기법을 통해 CPA에 

요구되는 간 값과 실제 연산값을 다르게 함으로써 CPA

가 불가능 하도록 한다. 이 때, 분석에 고려되는 마스크의 

개수에 따라 마스킹의 차수가 정해진다. 

셔 링 기법은 간 값이 연산되는 치가 매번 바

도록 함으로써 CPA에 필요한 형 수를 증가시키는 응

법이다. 를 들어 128비트 키를 사용하는 AES(Advanced 

Encryption Standard)[9]에 셔 링 기법을 용하는 경우, 

16개의 Sbox 연산이 순차 으로 발생하는 Subbytes 함수

에 용하는 것이 일반 이다. 순차 으로 수행되는 Sbox

의 연산 순서를 랜덤하게 함으로써 Subbytes 함수에 셔

링 기법을 용할 수 있다. 

마스킹 기법은 간 값 추측을 차단하여 CPA가 불가

능 하게 하는 반면, 셔 링 기법은 간 값 추측은 가능하

지만 분석에 필요한 형 수, 분석 시간을 증가시킴으로써 

재의 컴퓨  환경에서 분석이 불가능하게 하는 응법

이다.

3. 마스킹과 셔 링을 혼합한 응법에 한 1차 

CPA분석

기존에 발표된 2차 상 력분석에 한 응법([2], 

[3], [4])은 응법구성에 따르는 높은 연산 오버헤드와 

재의 공격능력(연산 능력, 메모리 등)으로 인해, 1차 마스

킹 기법과 셔 링 기법의 혼합 용이 2차 상 력분석

에 한 실용 인 응기법으로 통용된다. 이러한 응기

법은 2차 마스킹 기법에 하는 부채  분석에 한 안

성을 제공함과 동시에 2차 상 력분석 응법이 용된 

암호알고리즘의 실용화가 가능하도록 한다. 실용 인 응

법이 용된 암호알고리즘에 1차 CPA를 수행할 경우 키

와 련된 어떠한 정보도 얻을 수 없지만 특정 부분에서 

특이한 피트가 발생한다.

본 장에서는 피크의 발생을 실험 으로 보이고 발생 

피크에 한 원인 분석과 부채 공격 정보로 활용방안에 

해 소개한다.

3.1 마스킹과 셔 링을 혼합한 응법에 한 1차 

CPA 분석 결과

우리는 마스킹, 셔 링이 용된 암호알고리즘의 1차 

CPA에 한 정보 수를 실험 으로 확인하 다.

0x000102030405060708090a0b0c0d0e0f를 128비트 비

키로 사용하고 ARM 로세서에서 암호화를 수행하는 마

스킹, 셔 링이 용된 AES[4] 1라운드의 력 형 50만

개를 250MS/s로 수집하 으며, Raw Integration2) 압축 

기법을 1/10로 용하 다. 한 1차 CPA 수행 시 헤 웨

이트를 소비 력 모델로 하는 1라운드의 Sbox 출력3)을 

간값으로 사용한다.

(그림 1)은 마스킹, 셔 링이 용된 AES 1라운드 

형으로 가로축은 수집된 력 형의 포인트, 세로축은 

력 소모량을 나타낸다. SPA를 통해 크게 3단계의 연산

(mask & key addition, Subbytes, Shiftrows & 

Mixcolumns)이 수행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.

(그림 1) 1차 마스킹, 셔 링이 용된 AES 1라운드

1차 CPA를 16 바이트 키에 각각 수행한 결과 모두 유

2) Raw Integration : 형을 일정 구간으로 분할하고 각 구간내

의 모든 포인트를 합하여 하나의 으로 압축하는 기법

3) 헤 웨이트 모델을 소비 력 모델로 하는 1라운드 출력 

간값: ⊕ ,  : 라운드 번째 바이트 

평문,  : 라운드 번째 바이트 추측키 후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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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한 분석 결과를 보 으며, 그  첫 번째 바이트 키에 

한 분석 결과를 설명한다. 

(그림 2)는 1바이트 추측키(Guessing-Key, GKey) 후

보를 가능한 모든 값(0x00∼0xff)으로 가정하 을 경우 얻

을 수 있는 256개의 1차 CPA 분석 결과를 모두 ploting한 

그림이고, 가로축은 수집된 력 형의 포인트와 동일하고 

세로축은 상 계수를 나타낸다. 결과를 통해 앞부분에서 

특이한 피크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, (그림 1)

의 SPA 결과와 비교하여 mask & key addition 부분에서 

피트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.

(그림 2) 첫 번째 키 CPA(0x00∼0xff)

(그림 3)은 1바이트 추측키 후보를 가능한 모든 값

(0x00∼0xff)으로 가정하 을 경우 얻을 수 있는 256개의 

1차 CPA 분석 결과  각 추측키 후보의 최댓값만 

ploting한 것으로 가로축은 256개의 추측키 후보를 나타내

고 세로축은 각 추측키 후보가 갖는 최  상 계수를 나

타낸다. (그림 3)을 통해 옳은 키(0x00)의 상 계수가 

히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, 키 후보별 최  상 계

수의 값이 일정한 주기성을 띔을 알 수 있다.

(그림 3) (그림 2)의 추측키 후보별 최  상 계수

3.2 오류 키 발생원인 분석

평문과 수집 형의 포인트별 상 계수 분석을 통해 

(그림 2)에서 확인한 피크의 발생 치는 평문 데이터가 로

드되는 부분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. (그림 4)는 

첫 번째 바이트 평문과 력 형의 동일한 포인트에 해당

하는 력소모량의 상 계수를 모든 포인트에 해 계산

한 결과이며, 가로축은 수집된 력 형의 포인트와 동일

하고 세로축은 상 계수를 나타낸다. (그림 2)의 피크 발

생 치와 (그림 4)의 피크 발생 치가 동일함을 확인할 수 

있다.

(그림 4) 첫 번째 바이트 평문과 수집 형의 상 계수

평문 데이터가 로드되는 부분에서 Sbox 출력을 간 

값으로 하는 1차 CPA의 피크가 발생하 으므로, Sbox 출

력과 평문의 상 계를 확인하기 해 <표 1>의 실험을 

수행하 다. 

단계          

단계          

단계   ⊕     

단계    ⊕    

   : 집합  와  의  상관계수

<표 1> 평문과 Sbox 출력의 상 계 분석 실험

(그림 5)는 <표 1>의 실험 결과로 가로축은 256개의 

추측키 후보를, 세로축은 상 계수를 나타낸다. 결과를 통

해 평문과 Sbox 출력의 상 계는 추측키 후보에 해 

일정한 패턴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. 그 패턴은 

 4)를 하나의 주기로 8개의 주기가 발생 하

며, 각 주기에서 , 가 가장 높은 상 계수를 

가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. 

(그림 5) 평문과 Sbox 출력의 상 계 분석 실험결과

3.3 오류 키 정보의 활용

실험을 통해 1차 마스킹과 셔 링이 혼합된 응법에 

1차 CPA로 발생한 특이 은 평문과 Sbox 출력의 상

계에 의해 발생함을 확인하 다. 이러한 특이 은 암호화

를 수행하기 해 로드되는 평문과 연 된 부분에서 발생

하지만 옳은 키에 한 어떠한 정보도 노출하지 않는다. 

4)  ≡  ,      를 만족하는 

추측키 후보  ,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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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나 평문 데이터 로드의 치 정보는 SPA 에서 

분석 구간 설정의 근거로 작용하여 분석시간 단축의 효과

를 보일 수 있다. 한 평문 데이터 로드 특성을 노출시킴

으로써 알고리즘의 응법 용여부, Template[10] 구성

치 등 부채  분석에 한 새로운 공격 정보를 제공할 수 

있다. 특히, 은 수의 마스킹을 사용하고 평문 데이터와 

마스킹의 특정 연산을 수행하는 1차 마스킹, 셔 링 기법

은 평문데이터 로드 부분의 정보가 공격자로 하여  안

성을 하는 결정 인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.

4. 결론

본 논문에서는 실용 인 고차차분 력분석 응법(1차 

마스킹, 셔 링)이 용된 알고리즘에 한 1차 CPA 수행 

후 평문 데이터가 로드되는 부분에서 특이 이 발생함을 

실험을 통해 확인하 다. 평문과 Sbox 출력의 상 계 

분석 실험을 통해 평문과 Sbox 출력의 상 계가 존재

함을 확인하 고 이러한 상 계의 주기성에 해 해석

하 다. 한 1차 CPA로 발생한 특이 은 키에 한 정

보를 직  노출하지는 않지만 공격자로 하여  평문데이

터의 로드 부분을 알 수 있도록 하여 공격 구간의 축소, 

응법의 용여부, Template 구성 치 제공 등의 새로운 

부채 공격 정보로 활용 가능함을 보 다. 따라서 이 정보

가 공격자로 하여  유용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안 한 구

(Secure Implementation)이 요구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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